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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컨설팅 목적 

   - 소프트웨어 보유 관리 상태 점검 

- 불법 사용 소프트웨어 도출 

- 소프트웨어 관리 

2. 컨설팅 사례 

 

● 컨설팅 진행 (Audit 위험성이 높은 제품의 불법 현황만 집계) 

- Audit 위험성이 높은 저작권사의 주요 제품들만 불법 현황 집계 

 : Microsoft, Adobe, Autodesk, 한글과컴퓨터 4가지 저작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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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분석 

1)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 및 금액(Audit 위험성이 높은 주요 저작권사의 주요 제품만) 

 A B C D 

Microsoft 54Copy 2 Copy 113 Copy 162 Copy 

Adobe 7Copy 3 Copy X 10 Copy 

Autodesk 111Copy 44 Copy 35 Copy 16 Copy 

한글과컴퓨터 X 176 Copy 25 Copy 6 Copy 

불법 사용 금액 약 4억8천만원 약 1억6천만원 약 1억2천만원 약 1억3천만원 

* A사: 주요 저작권사는 아니지만 Audit 이슈가 있는 OpenCapture와 같은 제품 사용 

- Audit 위험성이 낮은 소프트웨어까지 금액을 환산하면 더 큰 피해 금액이 발생 

2) 불법 소프트웨어 대응 방안 

- 구매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삭제/구매 

- 무료 사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대체 

- 보유 수량이 있는 소프트웨어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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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응 방안 결과(효과) 

 

 A B C D 

불법 수량 21Copy 149 Copy 0 Copy 41 Copy 

불법 사용 금액 약 1억5천만원 약 9천만원 0원 약 3천8백만원 
 

* 불법 사용 소프트웨어 모두 삭제 

- 주요 제품에 대한 불법 소프트웨어가 보유 수량으로 대체되어 불법 사용 금액 

  50~100% 하락 

-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Audit 이슈가 높은 소프트웨어를 정확하게 진단, 조치함으로써 

  올바른 소프트웨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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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컨설팅 후 관리 방안 

 

- 컨설팅을 통해 조치해야 할 내용을 숙지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Audit 컨설팅을 통해 전문화된 도구를 활용하여 현황을 진단해 권고안 제시 및 조치 확인 등 

Audit에 대한 신속한 대응 가능 

- 컨설팅 결과 소프트웨어를 배정받고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가 존재 

: TCO 컨설팅을 이용해 소프트웨어 사용량 현황을 측정하여 소프트웨어를 배정받고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의 현황을 파악해 초과 사용과 불필요한 구매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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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컨설팅 대본 

안녕하세요. 모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컨설팅 사례를 통해 컨설팅 효과와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례로 들 기업에서 컨설팅을 한 목적은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을 파악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도출하여 

소프트웨어 보유 관리 상태 점검을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Audit 위험성이 높은 MS, Adobe, Autodesk, 한글과컴퓨터의 주요 제품의 불법 현황을 중심으로 

컨설팅 사례를 알아볼게요~ 

컨설팅을 통한 주요 제품 설치 현황 결과 A사에서는 MS, Adobe, Autodesk 제품에서 불법 사용이 172EA 

있으며 B사는 MS, Adobe, Autodesk, 한글과컴퓨터 제품에서 불법 사용이 225EA 있었습니다. 

C사는 MS, Autodesk, 한글과컴퓨터 제품에서 불법 사용은 173EA이며 D사는 4가지 저작권사에서 194EA 

불법 사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금액으로 환산한 결과 A사는 4억 8천만원, B사 1억 6천만원, C사 1억 2천만원, 

D사 1억 3천만원의 불법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컨설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금액뿐만 아니라 Audit 위험성이 낮은 주요 제품들까지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더 큰 피해 금액이 

발생합니다. 

컨설팅을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 중 변경 가능한 보유 수량이 존재하는 경우 라이선스 정책에 맞도록 

가이드 해주며 무료 사용이 가능한 대체 소프트웨어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컨설팅 조치 결과 불법 수량이 A사 21EA, B사 149EA, D 41EA로 나타났으며 C사는 불법 소프트웨어 수량이 

0EA로 집계되었습니다. (* 주요 제품 위주) 

불법 수량이 줄어듦에 따라 A사의 불법 소프트웨어 금액은 1억 5천만원, B사 9천만원, 

D사 3천 8백만원으로 불법 사용 금액이 50% 이상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 B, D 사의 남은 불법 수량은 모두 삭제하거나 필요한 제품들은 구매해야 함을 권고하였습니다. 

컨설팅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하며 Audit 컨설팅을 통해 전문화된 도구로 현황을 진단하여 

권고안 대로 조치를 취해 Audit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중에도 소프트웨어를 할당받고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가 존재하였는데 이런 경우 TCO 절감 

컨설팅을 이용해 소프트웨어 사용량 현황을 측정하여 할당받고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를 파악해 초과 사용과 

불필요한 구매를 방지하여 구매 비용을 절감해야 합니다. 


